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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일본에서 과거의 정보 축 은 많은 부분 家에 의하여 담당되었다.

정보․문서 리에는 료제 으로 행해진 경우, 료제  리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家가 보완하는 경우, 家가 기능하는 경우 등의 패턴이 존재하 다.

戰國時代에는 락 상층에도 家가 성립되어 피지배계 도 지배층에 뒤지지 

않는 문서량을 작성하여 보 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으로 보아 특징 인 

상이다.

핵심어: 家, 일기, 막부, 寺社, 피통치조직

1. 머리말 

본고의 기본  시 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통 ( 근 ) 문서 리의 특질을 ‘家’와 료제  조직 두 가지 측

면에서 설명한다.

 * 일본 국문학연구자료

** 국사편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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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의 상을 원문서 리에 한정하지 않고, 필사분류편집이나 역사편찬

(서술)에까지 확 하여, 과거정보로서 일 하여 취 한다. 아카이 즈를 정보 리

의 한 형태로서 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시 은 탈보 (post-custodial) 시 의 

아카이 즈학에서 배운 것이다.1)

③ 정보 리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의 문제도 추구한다.

이것은 작년도까지 4년간에 걸려서 행해져온 규모 로젝트의 성과의 일부이

다.2)

2. 고 ․ 세에 있어서 과거정보 리3)

일본은 동아시아의 변경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7~8세기에 걸쳐서 드디어 

료제가 국․조선에서 도입되어, 정연한 앙정부의 省廳과 지방행정조직이 만

들어졌다. 거기에서는 문서작성․ 리규정도 존재하고, 寫經所라고 하는 한 部局

의 폐기문서도 기 으로 량으로 존하고 있다(東大寺正倉院文書 약 2만 ). 

한 국․조선을 모방하여 정사 편찬도 8~9세기에 걸쳐서 6회 행해졌다.(六國

史) 이상과 같이, 일본도 이 단계에서는 국․조선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결

국 고  료제 하에서의 여러 조직이 규정에 기 하여 정연하게 문서를 작

성․폐기하고, 국가의 역사서 편찬도 계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고 의 료제는 來의 씨족을 심으로 한 토속 인 질서를 배

려하 기 때문에 료의 등용에 과거라고 하는 시험제도를 채용하지는 않았다.4)

이 때문에 10세기에는 일 이 율령 료제는 차 변질되어서, 청이나 직은 

특정의 귀족 가문에 의하여 세습 으로 운 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정보 축

은 家에 의하여 담당되게 되었지만, 원문서의 리만이 아니라, 를 들면 式 

 1) 기록 리학회․일본아카이 즈학회 공편, 입문 아카이 즈의 세계: 기억과 기록을 미래에 

― 번역논문집 , 日外어소시에이트, 2006년.

 2) ｢역사 아카이 즈의 다국간 비교에 한 연구｣ 연구성과연차보고서 (연구 표자 渡邊浩一,

2005~2008년)  근세 아카이 즈의 다국간 비교 (국문학연구자료 , 2008년).

 3) 이 항목은 주로 高橋一樹, ｢일본 세 국가기구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보존과 폐기｣( 역사 

아카이 즈의 다국간 비교에 한 연구｣ 연구성과 연차보고서 平成19년도 )에 의함.

 4) 佐藤信, ｢律令國家｣( 新大系日本史 1 國家史 , 山川出版社, 2006년).



근  일본에 있어서 아카이 즈(기록 사료)와 리 71

등의 실무정보는 그 담당자가 로 일기에 계속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뒷시

에 달되고 있고, 이러한 家는 日記의 家｣라고 불리고 있었다. 이 일기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기 하여 요한 기록이었다.

한편 귀족 정권의 武力 장치를 담당하고 있던 무사도 家가 성립되어, 여기에서

도 문서․정보는 家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귀족정권의 내부 분열에 의한 내란의 

과정에서 무사가 두하고, 12세기말에는 가마쿠라(鎌倉) 막부라고 하는 무가정

권이 탄생하여, 귀족정권과 병립하게 된다. 무가정권에 있어서도 役職은 무사의 

家가 세습하 기 때문에 過去 정보는 당연히 家에 축 되게 되었다. 그러나 13세

기 후반 이후에는, 독립한 문서 리고가 성립된다. 그 에서도 문서 리 체로

서 본다면 문서 리고에 집 되는 것이 아니라, 裁判文書의 에서는 그 재 을 

담당한 吏僚의 家의 역할도 불가결하 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정사 편찬은 귀족정권 쪽에서는 901년 이후 완 히 끊어진다. 무가정권

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 의한 역사편찬이 14세기 두에 행해졌지만( 吾妻鑑 )

내용은 가마쿠라 막부의 역사이고, 국가의 정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 두 번째의 

무가정권인 무로마치(室町) 막부(1336~1573)에서는 역사편찬사업 그 자체가 행해

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과 같이 일본은 료 조직을 국․조선으로부터 배워서 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科擧制度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① 료제가 변질된 통치기구가 

家에 의존하게 된 , ② 在地社 에 科擧를 근거로 한 제도 인 문인층이 형성되

지 않았다는 에서는 동아시아로부터의 異端性을 찾을 수가 있다. 다른 한편에

서는 국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국 정권은 역사를 편찬한다고 하는 의식이 존

재하 다고 하는 에서는 동아시아에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정보의 축  방법이 원문서 리만이 아니라고 하는 素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일본 근세의 통치조직에 있어서 정보의 리와 이용

일본 근세(에도시 , 1603~1868)의 통치조직은 앙정권인 幕府와 지방정권인 

藩으로 되어 있다. 양쪽 다 건 주이고, 막부도 번도 그 자체가 擬制 연  조

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를 들면, 막부의 長은 쇼군( 軍)이고, 이것은 세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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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막부의 구성원(무사)은 軍職 家(德川家)의 가신이었다. 나아가 막부의 내

부에 있는 군사조직․행정조직의 각 役職도 家臣의 家의 長이 취임하 다. 각 역

직은 家의 세습은 아니지만, 家의 격식에 조응하는 役職의 폭은 느슨하게 한정되

어 있었다. 이 게 일본 근세의 통치 조직은 家의 양자(入れ子)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특징이다.

의 특질에 규정되어서, 정보․문서 리에는 몇 개인가의 패턴이 존재한다고 

나는 상정하고 있다.

1. 료제 으로 행해진 경우(幕府勘定所; 재정과 직할령 지배를 담당)

2. 료제  리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家가 보완하는 경우(江戶町奉行(所); 수

도 에도의 치안․재 ․행정을 담당)

3. 家가 기능하는 경우(幕府寺社奉行; 국의 寺院과 神社의 지배를 담당)

(주) 이들 세 개의 役職은 老中(재상) 하에서 막부의 최고의사결정기   최고

재 소를 구성한다.

이 패턴은 각각의 조직의 長의 집(屋敷)과 청(役所)의 계, 스탭의 성격과 조

응하고 있다. 즉 勘定所는 순수하게 청(役所)이고, 그 長인 勘定奉行은 자기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한 勘定所의 吏員(武士)은 勘定奉行과 직 인 주종 계

는 아니다. 두 번째의 町奉行所에는 町奉行의 公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 

기간 에는 거기에 거주한다. 그 吏員(武士)는 세습으로 町奉行所에 근무하고 있

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町奉行과 그 吏員과의 사이에는 직 인 주종 계는 아니

다. 다만 町奉行 취임자의 家臣 수 명이 町奉行所의 업무에 종사한다. 세 번째의 

寺社奉行은 役所도 公邸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업무를 본다. 그 업무는 

임 스탭이 아니라 寺社奉行 취임자의 家臣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5)

이상과 같이 앙정부의 내부에도 몇 개의 타입을 상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는 江戶町奉行所의 정보 리에 해서 간단히 살펴본다.6) 정보 리는 18세기말 

이 에 성립해 있던 문 部局(撰要方)에서 행하고 있었지만, 그 방법은 원문서 

리보다도 筆寫分類編集에 비 이 있었다. 이것이 기본이다. 거기에다가 町奉行 

 5) 寺社奉行의 문서 리에 해서는 大友一雄, 江戶幕府와 정보 리 (臨川書店, 2003년)에 상

세한 분석이 있다. 勘定所․町奉行所에 한 상세한 분석은  시 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감히 개략을 제시하여 보았다.

 6) 졸고, ｢일본 근세의 首都 행정에 있어서 축  정보의 신분간 分有와 이용｣( ｢역사 아카이

즈의 다국간 비교에 한 연구｣ 硏究成果年次報告書 平成19年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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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의 家 쪽에서도 정보 축 이 행해지고 있고, 町奉行所가 그 家의 정보를 이

용하는 것도 있었다. 나아가 스탭이 세습이었기 때문에 그 家의 정보도 필요불가

결한 것이었다. 이상 세 개의 총체로서 수도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

던 것이다.

다음으로 시기 인 변화로서는, 1730년 와 1790년  두 번의 커다란 정치 개

 속에서 각각의 役職․部局에 의한 정보 리․문서 리의 합리화가 꾀해지고 

있다.7) 그 기본은 각각의 직무에 한 정보를 家에 私藏하지 않고 다음 취임자가 

하게 인계하게 하는 것이었다.8)

과거 정보 축 의 두 가지 , 원문서 리와 필사분류편집이라고 하는 에

서는 어떤가? 막부나 번의 정치는 18세기 이후, 재 도 행정도 선례에 기 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에 축 된 과거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결하 다. 막부의 여

러 部局에서는 물론 원문서 리도 행해지고는 있었지만, 기본 으로는 필사편집

된 것의 이용이 주축이었다. 그 때문에 1730년  이후, 법령집(御触書集成)의 편

집, 行政先例集(撰要類集)의 편집이 조직 , 계속 으로 막부가 멸망하는 1868년

까지 행해졌다.

다만 번의 문서 리 연구에서는 업무가 繁忙한 民政部局에서는 필사분류편집

으로부터 검색수단에 의한 원문서 리로의 이행이 지 된다. 그 이유는 행정의 

복잡화에 동반한 문서(정보)량의 증 이다. 한 정보 리의 모습도 家를 심으

로 한 사 인 성격에서 출발하여 료제  문서 리가 차 확 되는 것이 지

되고 있다.9)

역사 편찬은 幕府에서도 藩에서도 에도시 를 통하여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

다. 그 때에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 편찬의 통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막부

는 901년부터 끊어져 있던 일본 국가의 正史의 부활을 의도하여 고 부터 1617년

까지의 역사서를 1670년에 완성시켰다( 本朝通鑑 ).10) 한 19세기에 들어오면 

 7) 高橋實, ｢근세에 있어서 문서의 리와 보존｣(安藤正人․靑山英幸 편 , 기록사료의 리

와 문서 , 北海道大學圖書刊行 , 1996년); 大石學, ｢일본 근세국가에 있어서의 공문서 

리 ― 享保의 개 을 심으로｣(歷史人類學  편, 국민국가와 아카이 즈 , 日本圖書센터,

1999년).  

 8) 大友一雄, 江戶幕府와 정보 리 (주 5 게서).

 9) 國文硏 아카이 즈 연구계 편, 藩政 아카이 즈의 연구 (岩田書院, 2008년).

10) 藤實久美子, ｢ 本朝通鑑 편수와 사료수집 ― 朝廷․武家의 경우｣( 史料館硏究紀要 30,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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德川 軍家의 역사편찬을 의도하여 문 部局을 설치하여 1843년에 완성시켰다.

( 德川實紀 )11) 즉 백년 단 로 계속된 편찬 部局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한 

이 책이 재의 쇼군( 軍)  막부의 창시자를 신격화하여 제사하는 日光東照宮

에 헌정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편찬․보  시스템12)과 비교한다면, 공평한 역사

의 기억을 차 에 계승시키려고 하는 의식이 상 으로 낮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실록이 미래 지향인 것에 하여 實紀 는 명확히 과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4. 일본 근세의 피통치 조직에 있어서 정보의 리와 이용

다음으로 통치 받는 측에 하여 개 하고자 한다.

세 말기(戰國時代, 1467~1590)에는 일본 열도의 심부(京都․奈良․大坂 부

근)에서는 락 상층에도 家가 성립되었다. 이어서 근세에 들어와 17세기 후반까

지, 家의 성립은 일반 농민․상인․職人에까지 확 되었다. 지역 으로도 北海道

를 제외하고 열도 역에서 家가 성립되었다.

村이라고 하는 농 부의 지연 단체나 町이라고 하는 도시부의 지연 단체, 商職

人의 동업조직은 모두 家長이 구성원이었다. 따라서 근세 문서는 지연 단체, 同職 

단체가 재까지 문서를 래한 도 희귀하지는 않지만, 다수는 家 문서라고 

하는 형태로 존한다. 가장 형 인 는 村役人이 특정의 家에 세습되어 있는 

경우로, 이러한 이스에서는 하나의 家에 수만 이나 되는 문서가 존하는 

도 드물지 않다. 한 도시의 상가도 경  규모의 확 에 동반하여 상품 거래나 

융상 량의 경  帳簿群을 형성하 다. 그 최  규모의 것이 근  재벌로 성

장한 미쓰이(三井) 가이고, 존 수는 1900년까지 6만 6천 에 이른다.13) 이

11) 藤實久美子, ｢德川實紀의 편찬에 하여(소특집: 역사편찬의 비교사)｣( 史料館硏究紀要 32, 

2001년).

12) 崔承熙,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에 하여(소특집: 역사편찬의 비교사)｣( 史料館硏究紀要 32, 

2001년); 申炳周, ｢왕실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 조선왕조실록, 의궤, 실록형지안을 

심으로｣( ｢역사 아카이 즈의 다국간 비교에 한 연구｣ 硏究成果年次報告書 平成16年度 );

金炫榮, ｢문서와 기록 그리고 ‘휴지’ ― 조선시 에 있어서 문헌의 존양상｣( 근세아카이

즈의 多國間 비교 , 國文學硏究資料館, 2008년).

13) 三井文庫 ― 연 과 이용 안내 (三井文庫,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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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일본 근세의 민간 사회는 지배층에게 뒤지지 않는 문서량을 작성하여 보 하

고 있었다는 것이 세계 으로도 특징 이다.

村, 町, 동업 조직, 상인은 각각 문서 리 시스템을 성장시켜 간다고 하는 연구

가 있는데14) 한 로서 근세 도시의 지연 집단에 해서 설명한다.15) 교 의 록가

쿠죠(六角町)라고 하는 도시의 지연 단체는 19세기 에 어도 두 차례의 문서 

목록을 작성하 다. 거기에는 문서 번호, 문서 명, 點數가 기입되고, 원문서의 쪽에

도 文書番號札이 첨부되어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재, 문서는 祈園

祭 山車의 부품을 수납하는 藏의 한편에 보존되어 있지만, 19세기 반에는 사용 

빈도가 낮은 문서만이 이 土藏에 수납되어 있었다. 이 土藏은 町 所의 뒤편에 세

워져 있다. 즉 지연 단체의 공유 문서가 공동 시설에 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피통치 조직의 보유 문서는 단편 인 것은 아니고, 량 이고 체계 이다. 각

각의 문서 리는 독자의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근세는 통치조직의 

상부에서부터 피통치 조직의 말단까지 몇 개의 층에 걸쳐서 체계 인 과거 정보

의 축 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통치 조직의 통치가 일방 인 강제가 아니라, ｢행정상 필요하다고 단

한 국면｣16)에서는 당사자의 의지를 흡수한다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행해지고 있

다는 것의 제로 되었다. 당사자의 의지도 체계 으로 축 된 과거 정보에 기

한다고 하는 일정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17)

리하고 있던 문서를 근거로 하여 村․町․ 간조직․상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 다. 그 때문에 증거 문서는 특히 요시되어 특별한 보 고를 건설하는 

14) 富善一敏, ｢근세 락에 있어서 문서 정리․ 리에 하여 ― 信州高島領乙事村의 사례｣( 기

록과 사료 2호, 1991년); 保坂裕 , ｢村方騷動과 문서의 작성․ 리 시스템 ― 武藏國秩父

郡上名栗村을 사례로 하여｣( 學習院大學史料館紀要 제6호, 1992년); 졸고, ｢근세 도시 高山

에 있어서 ｢町方｣ 문서의 보  구조｣(高木俊輔․渡邊浩一 편, 일본 근세 사료학 연구 ― 

사료공간론에의 여행 , 北海道大學圖書刊行 , 2000년); 靑木裕一, ｢근세 도시에 있어서 문

서 리에 하여 ― ｢駿府町 所文書｣를 심으로｣( 千葉史學 39, 2001년); 鶴岡實枝子,

｢商家 문서의 목록 편성｣(사료  편, 사료의 정리와 리 , 岩波書店, 1988년); 岩淵令治,

｢問屋仲間의 기능․구조와 문서 작성․ 리｣( 歷史評論 561, 1997년) 등.

15) 졸고, ｢일본 근세 도시의 개별 町에 있어서 문서 보  ― 京都六角町 문서의 조사로부터｣( 國

文學硏究資料館紀要 아카이 즈 연구편 3, 2007년).

16) 藤田覺, ｢幕府行政論｣(歷史學硏究 ․日本史硏究  편, 일본사강좌 6 근세사회론 (東京大

學出版 , 2005년).

17) 졸고, ｢일본 근세의 首都 행정에 있어서 축  정보의 신분간 分有와 이용｣(주 6 거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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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었다. 播州三木町은 17세기 말에 ｢寶藏｣이라고 불리는 증거문서 보 고

를 건설하 다. 이것과 후하여 근세에 있어서 증거가 된 요 문서의 포쇄(虫

干) 행사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포쇄가 아니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과거를 

상기하는 ｢기억의 장｣이기도 하 다. 의례 행 를 통해서도 문서의 보 이 꾀해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주장을 하여 증거문서를 改變한다든가, 증거문서에 쓰여 있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여, 증거문서를 신격화하여 감춘다고 하는 비합리성도 일본 

근세의 사람들은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비합리성의 방향에서 역사 서술

이 행해질 때, 황당무계한 신화가 생겨나고 확 재생산되는 경우도 있었다.18)

일본 근세는 동아시아 고증학이 농 의 지식층에도 침투되어 합리 , 실증  

태도가 보 된 한편, 그것과는 별개로 과거에 한 풍부한 상상력을 口承으로가 

아닌 문자 벨에서도 상실되지 않는 세계이기도 하 다.

이것은 국 徽州 락에 있어서 地誌가 아마도 왕조에 있어서 정사 편찬의 

통을 이어서 기술 사항이 정형화되어 원문서의 인용을 심으로 하고 있고, 황당

무계한 신화가 서술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조 이다. 이 차이는 科

擧의 유무에 의한 在村 지식인의 성격의 차이에도 한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 든 이러한 에서도 일본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異端性 즉 邊境性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5. 맺음말

마지막으로 근  일본에 있어서 문서의 작성과 리에 家라고 하는 조직이 

요하 다는 것의 제를 부가해두고 싶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것이지만, 家

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제가 된다. 그러한 장기 계속이 왜 가

능하 는가 하는 이유는 일본의 통  사회에서는 家의 존속이 최 요과제이고,

그 계승에 연 계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계가 

없는 자를 양자로 데려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특정의 家에는 며느리 들이기,

사  들이기를 하는 먼 친척 계통의 家가 여럿 있었다. 극단 인 경우에는 직계

18) 졸 , 마을의 기억 ― 播州三木町의 역사서술 (淸文 出版,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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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속자가 있어도 家의 존속을 하여 능력이 있는 자를 먼 친척 계통의 家에서 

양자를 맞이하기까지 하 다.

이러한 家를 단 로 일본의 통  사회에 있어서 모든 조직은 구성되고, 家나 

家를 단 로 한 조직이 문서․정보를 발신․축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근  일본에 아카이 즈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  문서가 량으로 존하고 있는 것은 1960년 의 고도경제성장기까지는 

통 인 家가 사회에 계속 두텁게 존재하 던 것도 한 원인이다. 그러나 그 家도 

이미 최종 인 문서보 기능의 정지단계를 맞이했던 것은 아닐까?

논문투고일(2009. 4. 3), 심사일(1차: 2009. 5. 20, 2차: 2009. 5. 29), 

게재확정일(200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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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modern Archives and Their Management in Japan

Koichi Watanabe

The family became responsible for accumulating information of the past, which was 

not only preservation of original documents. For example, working knowledge, like 

that of ceremonies, was handed down to posterity by the people in charge through their 

keeping diar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families that hereditarily produced 

such officers and diaries are called ‘diary families’, and their diaries were important 

records for the maintenance of the governing structure of the state.

I suppose there were a couple of patterns of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1) case of bureaucratic management (Bakufu Kanjosho, the Finance 

Office, that was responsible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of bakufu domains); (2) 

case of mainly bureaucratic management, bur supplemented by families(the office of 

the Edo city magistrate that was responsible for police, justice and administration of 

the capital); (3) case of families’ playing a role of the management (Bakufu Jisha 

Bugyo, the magistrate of temples and shrines, who was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emples and shrines in the whole country).

Rationalization of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documents was pursued by 

each office and bureau during the course of the two major political reforms in the 

1730’s and the 1790’s. The principle was to intervene in the hitherto appropriation of 

information by the families concerning their offices in charge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per handover from predecessors to successors.

In the last stage of the medieval period (the Sengoku era: 1467~1590), the central 

region of Japan (around Kyoto, Nara and Osaka) saw the establishment of families 

among the elite of village communities. After that, in the early modern period, 

formation of families became common even to ordinary peasants, tradespeople and 



80 奎 章 閣  34

artisans by the late 17th century, which, in geographical terms, expanded throughout 

all Japanese islands except Hokkaido. The membership of mura, a communal 

organization in rural areas, of cho, its urban equivalent, and of trade organizations of 

merchants and artisans were all confined to the head of families. Hence, the majority 

of the early modern documents is extant in the form of the family records. The private 

sector of the society in early modern Japan created and preserved no less quantities 

of documents than the ruling class, which seems to have been unique from a global 

perspective. Such documents were not fragmentary but massive and organized. On the 

ground of the preserved documents, village and town organizations, guilds and 

merchants staked their own rights. Hence, they attached particular importance to 

probative documents for which they sometimes built special depositories.

Keywords: family, diary, bakufu, temple and shrine, community of the rule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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